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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무용2 강의계획서

교과목명 현대무용2 강의시간 5시간 담당교수

학습목표

1. 몸과 움직임의 발달단계와 표현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움직임의 기초 원리를 터득할 수 있

다. 

2. 움직임의 원리와 다양한 동작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. 

3. 현대무용을 통해 자유로운 움직임과 표현능력 및 리듬감, 공간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. 

4.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무용을 창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.

5. 체화된 움직임으로 공간과 시간, 무게, 흐름 등을 인지할 수 있다. 

교재

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

육완순 1996 현대무용실기 이화여대 출판부

신상미 2015 몸 움직임 세상 연결하기 대경북스

성적 평가방법

(상대평가)

A: 20%, B:40% 

C이하:40%

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평가 수업참여도 출석 총점

25 25 10 10 10 20 100

참고사항 ※ 학점인정 최소요건은 출석률 80% 이상, 성적 60점 이상

주차 강의 내용
과제 및 기타 

참고사항

1

강의주제: 과목설계 및 오리엔테이션

강의목표: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개별평가를 하여 15주간 학습할 

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.

2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1

강의목표: Basic Contraction and Release, Side Contraction , Contraction on 

Face 이행에 따른 파워하우스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고 동작 수행 시 

정확함을 유지할 수 있다.

과제 부여

3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2

강의목표: Band Knee Bounce, Straight Leg Bounce 이행에 따른 히프, 어깨, 

머리의 위치와 복부의 각도를 인지하여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. 

4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3

강의목표: Contraction and Release I, II 이행에 있어 반드시 히프로부터 시작

하여 몸통으로 옮겨지는 것을 인지하여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. 

5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4

강의목표: Contraction and Release III, IV 이행에 있어 반드시 히프로부터 시

작하여 몸통으로 옮겨지는 것을 인지하여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. 

6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5

강의목표: Sitting Plie and Toe Point 이행에 있어 좌골 및 미저골의 위치, 두 

발목의 힘과 에너지를 느끼면서 정확한 동작을 습득할 수 있다.

7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6

강의목표: Flex and Point, Knee and ankle Extension and Flexion 이행에 있

어 각 부위의 근육의 힘을 정확하게 인지 및 습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. 

중간고사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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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중간고사

9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7

강의목표: Side Leg Extension, Back and Front Extension 이행에 있어 몸통의 

각도와 몸의 중심을 정확하게 습득하여 이행할 수 있다. 

10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8

강의목표: Back Leg Extension I, II 이행에 있어 히프의 위치와 등뼈의 위치, 

무릎과 발등의 바른 자세를 정확하게 습득하여 이행할 수 있다. 

11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9

강의목표: Back Leg Extension III, IV 이행에 있어 히프의 위치와 등뼈의 위치, 

무릎과 발등의 바른 자세를 정확하게 습득하여 이행할 수 있다. 

수시평가 공지

12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10

강의목표: Hip Swing on Knees, Chest Arch on Knee 이행에 있어 머리, 어깨, 

히프, 무릎의 바른 자세 및 근육의 힘조절을 정확하게 습득하여 이행할 수 있

다.

수시평가 실시

13
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11

강의목표: Torso Rotation I, II 히프의 바른 위치를 인지하면서 정확하게 습득

하여 이행할 수 있다. 

과제 제출

14
강의주제: Floor Movement 12

강의목표: Twist Stretch, Spiral 의 동작을 정확하게 습득하여 이행할 수 있다. 
기말고사 공지

15 기말고사


